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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대리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정오표
(2014년 11월 10일 작성)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추후로 오타가 더 발견되면 추가로 정오표를 올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학습 도중에 오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카페(최대리 전산세무회계)에
세무2급(오타찾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오타 1개당 1,000원씩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필
요하실 때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117 - 주석 오타
8) 연구단계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단계를 말한다.

P.133 - 오타

16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2회 수정)

P.139 - 오타
1. ③
11. ④

2. ②

3. ②

4. ④

5. ④

6. ③

12. ② 13. ② 14. ② 15. ③ 16. ②

7. ①

8. ③

9. ② 10. ④

17. ① 18. ① 19. ③ 20. ③

21. ③ 22. ② 23. ① 24. ④ 25. ④ 26. ② 27. ② 28. ④ 29. ① 30. ④
31. ④ 32. ③ 33. ④ 34. ② 35. ④ 36. ④ 37. ② 38. ①

P.177 - 오타
1. ④
11. ④

2. ④

3. ④

4. ④

5. ①

6. ③

7. ②

8. ④

9. ③ 10. ②

12. ① 13. ③ 14. ① 15. ③

P.219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하는 경우
⑥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P.294 - 오타

24 7월 24일：유형(51.과세)/ 품목(사무실임차료외)/ 수량( )/ 단가( )/ 공급가액(900,000)/ 부
가세(90,000)/ 공급처명(㈜무사산업)/ 전자(1：여)/ 분개(3.혼합)
(차) 135.부가세대급금

90,000

(차) 819.임차료

700,000

(차) 837.건물관리비

200,000

/

(대) 253.미지급금

990,000

P.25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무장의 확인을 받아 (
)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P.304 - 오타
*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므로 공급가액란은 1,000,000원, 세액란은 100,000원이 되도록 입력
한다. 타계정으로 대체이므로 하단 제품 계정의 적요란에 "8.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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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6 - 오타
④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상품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풀이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직전 과세기

간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P.318 - V2014.05.13 업데이트로 메뉴 추가

한마디 … V2014.05.13 업데이트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
액이 (47)란 및 예정신고누락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번
호가 하나씩 밀리게 됩니다. 이는 학습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하 정오표에서는 그 번
호 및 변경된 그림의 표시를 생략합니다.
P.322 - V2014.05.13 업데이트로 내용 추가
⑦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
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한다.
P.323 - V2014.05.13 업데이트로 표시 변경

❋ 경감·공제세액 및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323 - V2014.05.13 업데이트로 표시 변경

▸ 예정고지(신고)세액
P.334 - V2014.05.13 업데이트로 내용 추가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⑦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
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한다.
P.343 - V2014.05.13 업데이트로 자동 계산기능 추가

지연전송 및 미전송란에 커서가 위치하면 메
뉴 하단에 법인사업자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5%) 미전송(공급가액의 1%)으로 도움말이
나타난다.
※ 가산세율(1/100 등)이 표시된 부분에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는 방
식으로 업데이트 됨. 따라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와 같이 50% 감면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동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직접 수정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연전송란에 입력된 금액의 0.5%, 미전송란에 입력된 금액의 1%
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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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7 - V2014.04.01 업데이트로 이자율 변경
* 이자율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로 2.9%이다.

한마디 … V2014.04.01 업데이트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이자율은 2.9%를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자격시험에서는 이자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본서 학습시 교재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메뉴 상단 툴
바의 "이자율"을 클릭하고 적용이자율을 3.4로 직접 수정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P.387 - 오타
⑸ ×1년 4월 25일：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P.388 - V2014.05.13 업데이트로 확정신고시 정산메뉴 추가

P.389 - V2014.05.13 업데이트로 오류 수정되어 해당 내용 삭제
한마디 … 현재는 "4.직접입력"이 선택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있어 이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389 - V2014.05.13 업데이트로 본문 내용 추가
예
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
시오(공제율 4/104 적용).

[1] 제1기 예정관련 자료
①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 과세표준 30,000,000원
② 면세농산물 취득금액(계산서 수취분) 10,400,000원
[2] 제1기 확정관련 자료
①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 과세표준 30,000,000원
② 면세농산물 취득금액(계산서 수취분) 10,400,000원
해설

[1] 제1기 예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세액：400,000원

10,400,000 × 4/104 = 400,000원
[2] 제1기 확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세액：126,190원
① 공제대상금액：(Min ㉠·㉡) = 18,000,000원
㉠ 대상액 한도계산：(30,000,000+30,000,000)×30% = 18,000,000원
㉡ 당기매입세액：(10,400,000 + 10,400,000) = 20,800,000원

② 공제(납부)할세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이미 공제받은 금액
：(18,000,000×4/104) - 400,000 = 292,307원

❋ 매입세액정산 - 확정신고시

본 화면은 위 예제의 제1기 확정관련 자료를 입력한 예시 화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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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예정분과 확정분으로 구분하여 입
력한다.

▸ 대상액 한도계산
과세표준에 한도율(법인은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 당기매입액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입력한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입력한 매
입가액의 합계가 자동 반영되는데, 당기매입액이란 의미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 공제대상금액
"A.한도액"과 "B.당기매입액" 중 적은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 공제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 이미 공제받은 금액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예정신고분과 월별조기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공제(납부)할세액
공제대상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한마디 … 이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확정신고시에 정산을 해야 한다. 본서
의 연습문제[실기]의 02번과 04번 문제 입력시 메뉴 하단의 과세표준에 대한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이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A.한도액란이 "0"이 되고 공제(납
부)할세액이 없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도 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P.417 - V2014.05.13 업데이트로 내용 수정
(9) 금·구리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금·구리스크랩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구리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
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구리스크랩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구리스크랩사
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421 - V2014.05.13 업데이트로 그림 변경

P.422 - V2014.05.13 업데이트로 내용 수정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해당란에 매수와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한다.
매입세액 불공제사유

입력할내용

⑧ 금·구리스크랩 거래계좌 미
사용 매입세액

금·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금·구리스크랩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구리스크랩사업자에게서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P.480 - 오타
한마디 … 입력된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인에 커서를 놓고  키를 누르고  키
를 치거나
를 클릭한다.

P.506 - 고용보험료 지문 수정
급여항목

공제항목

3,000,000

국민연금

45,000

정액식대보조금

100,000

건강보험

15,000

자가운전보조금

250,000

고용보험

20,470

휴일 근로 수당

100,000

가불금

300,000

기본급

급여항목 및 금액

공제항목 및 금액

2,000,000

국민연금

15,000

월차수당

60,000

건강보험

12,000

정액식대보조금

100,000

고용보험

13,710

자가운전보조금

250,000

가불금

100,000

일ㆍ숙직비

100,000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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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9 - V2014.05.13 업데이트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변경
4월분 : 소득세 17,540 / 지방소득세 1,750
P.510 - V2014.05.13 업데이트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변경
6월분 :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7월분 : 소득세 17,540 / 지방소득세 1,750
9월분 : 소득세 578,480 / 지방소득세 57,840
P.519 - V2014.05.13 업데이트로 장기요양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변경
11월분 : 장기요양보험 260 / 소득세 17,540 / 지방소득세 1,750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521 - V2014.05.13 업데이트로 그림 변경

P.524 - V2014.05.13 업데이트로 지문 수정

▸ 3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P.525 - V2014.05.13 업데이트로 지문 수정

▸ 38.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 있는 경우『연금저축 등』탭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P.526 - V2014.05.13 업데이트로 번호 수정

▸ 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이 있는 경우『연금저축 등』탭에 "
자동 반영된다.
P.530 - V2014.05.13 업데이트로 지문 수정

▸ 60.근로자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공제"란에 입력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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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연금저축 등』탭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계

좌"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 61.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연금저축 등』탭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

좌"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P.534 - V2014.05.13 업데이트로 지문 수정

▸ 63.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총액을 입력한다.
(1) 장애인：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입력한다.
(2) 본인·경로자：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를 입력한다.
(3) 일반：일반의료비를 입력한다.

한마디 … 위 의료비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교재 전체의 수정사항은 이하의 정오표에
서는 더 이상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P.538 - V2014.05.13 업데이트로 그림 변경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539 - V2014.05.13 업데이트로 지문 및 번호 수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주택마련저축 공제
P.539 - V2014.05.13 업데이트로 그림 변경

P.552 - V2014.05.13 업데이트로 번호 수정
구분

종(전) [1/1]

구분

9.근무처명

국일산업㈜

고용보험료(33)

10.사업자등록번호

215-81-40563

소득세

13-1.급여(급여자료입력)
건강보험료(직장)(33)

34,050,000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전) [1/1]

64,000
1,509,000
150,900

80,000

한마디 … 번호 변경으로 인한 교재 전체의 수정사항은 이하의 정오표에서는 더 이상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P.554 - 오타, 번호 수정 및 위치변경

『연말정산입력』탭
▶ 33.보험료/ 건강보험료(지역)：지출액 [ 350,000 ]
▶ 42.신용카드등사용액/ 신용카드：지출액 [ 7,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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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세연의 1월달에 발생한 제조간접비총액은 900,000원이며, 동기간의 총 직접노동시
간은 5,000시간이며, 총 기계작업시간은 10,000시간이다. 각 제품별 직접노동시간
과 기계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비를 ⑴직접노동시간, ⑵기계작업시간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한다고 할 때 각 제품제품별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시오.

P.624
1,500,000 × 2,500시간/(2,500시간 + 5,000시간) = 500,000
3,000,000 × 7,000시간/(7,000시간 + 8,000시간) = 1,400,000
∴ 절단부문에 배분할 제조간접비는 1,900,000

25 다음은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회계1급 35회)

①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 - 직

P.655 자격시험 원본의 거래처 이름으로 수정

4.

7월 16일 경기도 용인의 ㈜대한연수원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직무연수를 실시
하고 교육훈련비로 8,800,000원(공급대가)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P.657 - 오타
이한국

본인
(무주택
세대주)

36

∙ 본인의 대학원 등록비 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국민주택 임차에 대한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납
부하였다. 당해 월세액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P.662 - 오타

04 7월 16일：유형(57.카과)/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8,000,000)/ 부가세(800,000)/
공급처명(㈜대한연수원)/ 신용카드사(국민카드)/ 분개(3.혼합)

P.663 - 오타

01 12월31일：(차) 114.단기대여금
(거래처：㈜한성산업)

1,800,000

/

(대) 910.외화환산이익

1,800,000

최대리

전산세무 2급(실기+필기)

P.676 - 오타
가족관계

연간 소득금액

연령(만)

가족관계

연간 소득금액

연령(만)

본 인

2,025만원

41세

장 녀

없음

20세

배우자

1,000만원

40세

차 남

없음

18세

부 친

없음

66세

차 녀

없음

16세

장 남

없음

22세

P.679 - 오타

02 3월 12일：유형(54.불공)/ 품목(선물세트)/ 수량( )/ 단가( )/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0,000)/ 공급처명(케이마트)/ 전자(1：여)/ 불공제사유(4)/ 분개(3.혼합)

P.691 - 오타
김정운

본인

∙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운을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1,200,000원이 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5

P.694 - 오타
(대변) 251.외상매입금
(차변) 135.부가세대급금
(차변) 153.원재료

1,100,000
100,000
1,000,000

P.696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오류
부
녀
자

한
부
모

성명

내/외
국인

0

정별인

내

1 650128-2436801 49

1

정영일

내

1 431230-1786523

71

부

부모

1

김영미

내

1 441005-2786527 70

부

부모

3

최소한

내

1 550717-1002092 59

부

4

최한성

내

1 950506-1002096 19 20세이하

◯

자녀

4

최한미

내

1 110330-4520268

◯

자녀

6

정별거

내

1 660830-1234565 48

주민(외국인)번호

나이 기본공제

3

본인

경로
우대

장
애
인

연말
정산

위탁
관계

◯

배우자

20세이하
장애인

자녀

◯

형제자매

P.704 법 개정(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적용 안됨)으로 지문 수정

2.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4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세부담 최소화 가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의 과
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는 작성을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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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하였다.(6점)

P.705 - 오타
이영남 본인

51

본인의 대학원(정규과정) 수업료로 8,000,000원이 지출되었다.

P.709 - 오타

05 3월 13일：유형(11.과세)/ 품목(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500,000)/ 부가세
(-50,000)/ 공급처명(㈜서울유통)/ 전자(1：여)/ 분개(2.외상)
(차변) 108.외상매출금
-550,000
(대변) 255.부가세예수금
-50,000
(대변) 404.제품매출
-500,000

P.711 - 오타
④『중도퇴사연말정산』보조창에 추가로 입력할 내용(본 문제에는 없음)을 입력하고「급여반영
(Tab)」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결과가 "소득세"란에 반영된다.

P.712 - 오타
『연말정산입력』탭
▸ 42.신용카드등사용액/ 신용카드：지출액 [ 3,800,000 ]

